


GRAND HOTELS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토스카나Toscana는 구릉지가 펼쳐지는 

땅에서 밀, 포도, 올리브 등이 풍요롭게 자란다. 이곳은 과거 르네

상스의 발원지로 지금도 많은 장인이 애정을 쏟는 도시다. 조각

가, 도금공, 가구 제작자 등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와인 

생산자가 다수 거주한다. 

1960년대부터 토스카나를 방문하는 와인 애호가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곳 특유의 토양과 기후가 만든 

키안티 와인Chianti Wine이 있었다. 현재 키안티 와인은 7000여 

곳의 밭에서 수백 명의 생산자가 제조한다. 가장 맛이 좋은 키안

티 와인을 키안티 클라시코Chianti Classico라 부르는데, 병목에 

수탉 문양이 새겨져 있다. 수확한 포도 중 품질이 뛰어난 10%를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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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기

숲과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골프를 즐겨보자. 9400m 높이에 페어웨이가 마련돼 

있다. 골프 코스는 두개로 나뉜다. 레이크 코스는 토스카나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레벨 골퍼에게 적합하다. 마운틴 코스는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주로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가 

선호한다. www.castelfalf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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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도밭과	연결된	와인	저장고.
5		 토스카나에	자리한	몬타이오네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다.
6		 탁	트인	창	너머로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이	펼쳐진다.
7		 자연스러운	색을	띠는	호텔	외관.

1		 커다란	나무에	둘러싸인	일	카스텔파피	호텔.
2		 넓은	부지에서	승마,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3		 다양한	품종의	디저트	와인을	시음해	보자.

분류해 건조한 후, 발효가 끝난 와인에 넣고 다시 발효시킨다. 이

렇게 하면 당도는 높아지고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토스카나에 속한 몬타이오네Montaione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마을이다. 중심부에 가면 산에 둘러싸인 일 카스텔파

피Il Castelfalfi 호텔을 볼 수 있다. 무너진 농가 48채를 2007년부

터 복원해 호텔의 일부로 만들었다. 덕분에 약 1090만 9091m2 
(33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자란

다. 호텔 한편에는 커다란 포도밭이 자리한다. 키안티, 산지오베

제Sangiovese 등을 포함한 유기농 와인 6종을 생산한다. 챙이 넓

은 모자를 쓴 와인 전문가가 매일 이곳을 드나들며 포도 상태를 

살핀다. 와인 저장고에서 디저트 와인을 시음해 보자. 시원한 공

와인  
감별사
천년 넘은 이탈리아 중세 마을에서  

풍요를 맛보다.

글. 김호경HO-KYUNG KIM 

기와 달콤한 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진다. 와인숍을 함께 운영하

고 있어 그라파 비앙카Grappa Bianca, 그라파 인베키아타 Grappa 

Invecchiata, 아마로 에트루스코Amaro Etrusco 등 다양한 와인도 

구매할 수 있다.

일 카스텔파피 호텔에는 총 120개의 객실이 있다. 클래식, 딜럭

스, 익스큐티브, 스위트 등 모든 룸은 토스카나의 분위기를 반영

해 차분한 베이지 톤 색감을 띤다. 스위트룸의 한쪽 벽을 차지하

는 통유리창 너머로 초록색 잔디가 보인다. 해 질 무렵엔 테라스

로 나가 선셋을 감상하자. 푸른 하늘이 점차 붉게 물드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스위트룸에는 별도로 구분된 

거실이 있어 가정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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